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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K-water 수차시험설비

현재 수력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

(1) 개 요

책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양적으로 증

모델수차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가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차발전설비의 효율

같은 기본적인 설비회로가 필요하다. K-water에서는

을 좌우하는 중요부분은 수차와 발전기로 구분할 수가

그림 1의 기본 회로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은 설비를

있다. 수차의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국제규격 IEC 60

구축하였으며, 주요 구성은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펌프

193(Hydraulic turbines, storage pumps and pump-

실, 유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 프란시스 수차의 성능시

turbines – Model acceptance tests)을 만족하는 모

험을 위한 수차와 압력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차의

델시험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성능평가 설비의 최

상하부 탱크, 모델수차의 시험을 위한 제어실, 펌프 및

적화에 따라 불확도가 결정된다. 해외 선진 기관의 경우

각종 기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설비 등으로 구성된

불확도는 0.25% 수준이며, 국내의 유일한 모델수차 성

다. 펌프실에는 두 대의 인버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능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K-water는 0.39% 불확

직렬 및 병렬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유량

도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중 시험설비의 불확도

과 낙차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Test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유량 측정이며, 본 내용

rig의 시험 가능 범위는 최대 100MW급 실물 수차발전

에서는 수차시험설비에서의 정밀한 유량 측정을 위한

기의 모델수차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유동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

최대 낙차 및 유량은 각각 40m, 1.0m3/s이다. 그리고

였다.

동력계 용량 및 Load 적용 시 최대 측정 가능한 회전수
는 각각 400kW, 2,500r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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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성능시험설비 구성도

그림 2. K-water 성능시험설비 개요도

(2) 불확도 산출
시험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판단하기

η=

P ×103
… (1)
ρgQH

위하여 설비에 대한 불확도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성능

η : 시험 상태에서의 수차 효율(%)

시험 중 가장 중요한 효율시험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

P : 시험 상태에서의 수차 출력(kW)

기 위하여 불확도를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 수

Q : 시험 상태에서의 유량(㎥/s)

준은 0.2%로 알려져 있다.

H : 시험 상태에서의 유효낙차(m)
ρ : 시험 상태에서의 물의 밀도(㎏/㎥)

① 수차의 효율

g : 시험 상태에서의 중력 가속도(m/s2)

수차의 효율은 입력되는 수력학적 에너지를 대비하여
출력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불확도의 요인은 우연오차에 의한 우연불확도(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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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측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제어

uncerainty)와 계통오차에 의한 계통불확도(systematic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유량 측정 데이터를

uncertainty)로 나누어지고, 두 불확도의 종합으로 총 불

보여준다.

확도(Total uncertainty)를 산정하며, 이는 IEC 60193
국제규격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우연불확도는 시험

③ 유동안정화 향상을 위한 부속 기기

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

해외 선진기관의 Test rig의 불확도는 0.25%로 국내 설

며, 동일 조건에 대한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산정하게

비 0.39%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된다. 계통불확도는 시험 시 활용되는 다양한 계측기기

며, 국내 설비와의 차이점을 확인한 결과, 시험설비 배관

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도를 의미한다.

내부에 유동 안정을 위한 guide plate와 straightener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선진기관 및

② 불확도 평가

보유 설비 inflow 배관 형상을 비교한 것이며, 상부 탱

계통불확도(fs)에 대한 일반적인 불확도 산출식은

크는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CFD 조건을

아래와 같다.

fs=

설정하였다.

(fQ) 2s + (fE )2s + (fT )2s + (fn ) 2s … (2)

④ 전산 유동 해석을 통한 유동 안정화 검증

(fQ) s : 유량측정에 대한 불확도 (%)

전산 유동 해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계조건 설정이

(fE ) s : 비에너지에 대한 불확도 (%)

필요하며, 유입 조건으로는 유량 0.5m3/s, 유출 조건으로

(fT ) s : 축 토크에 대한 불확도 (%)

는 압력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모델을 적용

(fn ) s : 회전속도에 대한 불확도 (%)

하였다. 또한, 배관 내부에 설치되는 부가 설치에 대한

상기의 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스템 불확도의 주

손실을 계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진 기관 test rig의

요 내용 중 유량 측정 불확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모델수차 입구 영역 부분의 속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있으며, 성능시험설비에서 정확한 유량 측정을 위한 유

림 5와 같이 배관 내 guide plate와 straightener를 설치

동율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한 경우 약 2.6m의 헤드로스가 발생하나, 그림 6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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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량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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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관 형상 비교 및 유동안정장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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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est rig 내의 압력 손실

타난 것과 같이 유동 안정성은 향상되었다. 모델수차 유

water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차시험설비의 유로에 대

입 부분의 유속 분포는 선진 기관과 유사한 분포 특성이

한 유동안정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선진 기관 수준 이상으로 불확도를 확보하여 국내 수력
기자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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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지점별 유속분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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